


2013

1960년대 초 소개한 항공 시계를 복각한 몽트레 다에로네프 타입 출시.

2015

회사 설립 150주년 기념, 아카데미 조르즈 파브르 - 자코 한정판 시계 출시.

2011

아카데미 크리스토프 콜롬브 이퀘이션 오브 타임 시계가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에서 최고의 컴플리케이션 시계상 수상.

2010

1/10초까지 정확히 측정하는 엘프리메로 스트라이킹 텐 출시.

2003

엘프리메로의 고진동 밸런스 시스템을 다이얼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한 오픈워크 다이얼 시계 발표.

2000

LVMH 그룹과 합병.

2009

엘프리메로 탄생 40주년 기념 행사 개최. 
매뉴팩춰 건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

2012

새로운 파일럿 시계 출시. 10월 14일 오스트리아 스카이다이버 
펠릭스 바움가트너가 39km 상공에서 낙하.

2014

엘프리메로 라이트웨이트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에서 
스포츠 부문 최고 시계로 수상.

HISTORY
1865년부터 2015년까지 150년의 역사 속에 살아온 제니스의 여정

1865

스위스 르로끌에서 22세의 젊은 시계제작자 조르주 파브르-자코가 
매뉴팩처 건립. 1870년부터 시계 판매 및 수출 시작.

1900

파브르-자코 회중시계가 프랑스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그랑프리 수상.

1960

회중시계 및 마린 크로노미터로 제작한 칼리버 5011K 제작.

1969

1월 10일 컬럼휠 탑재, 시간당 36,000회 진동하는 
최초의 자동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출시.

1952

마린 크로노미터에서 영감을 받은 남성 손목시계 라인, 캡틴 출시.

1899

첫 크로노그래프 회중시계 발표.

1911

회사명을 제니스로 변경.

1925

르로끌 매뉴팩처에 직원수가 1,000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

1948

오토매틱 크로노미터 칼리버 135 탑재 손목시계 발표.

1975

쿼츠 파동의 여파로 미국 제니스 일렉트로닉사에 흡수. 
시계제작자 찰스 베르모가 엘프리메로 등 주요 칼리버의 

도안과 부품, 제작도구를 안전하게 보관.

1984

찰스 베르모를 통해 엘프리메로 극적 부활.

1994

제니스 최초로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설계한 
초박형 자동 칼리버, 엘리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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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ORGES FAVRE - JACOT

19세기 스위스의 시계제작자들은 집이나 작
은 공방에서 각자 시계를 만들었다. 조르즈 
파브르-자코는 그들을 한 건물 아래 모으기
로 결심, 1865년 매뉴팩처를 설립하기에 이
른다. 미국 회사부터 지금의 LVMH 그룹까지 
그간 모 회사가 바뀌었지만 300개가 넘는 특
허, 600개 이상의 무브먼트, 정확한 시간 측
정에 관한 2,300개가 넘는 크로노메트리 상
을 수상, 보유한 회사로 남아 있다.

5. THREE COLOR

3시, 6시, 9시 방향에 위치한 크로노그래프 
창은 각각 밝은 파랑색과 짙은 회색인 무연탄
색, 밝은 회색으로 되어 있다. 1910년 영국 해
군을 위해 생산한 제니스 고도계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가독성이 뛰어나다.

3. CHARLES VERMOT

엘프리메로에게도 시련이 있었다. 1970년대 
쿼츠 파동 시기에 제니스 코퍼레이션이란 동
명의 미국 회사에 인수되어 기계식보다는 전
자식 시계 개발에 치중하게 된 것이다. 당시 
시계 제작부서를 이끌던 샤를르 베르모가 엘
프리메로 무브먼트 도면과 부품을 숨겨서 보
관했고 1984년 이를 다시 되살렸다. 그가 없
었다면 오늘날 엘프리메로는 역사의 한자락
으로만 남아 있을 것이다.

2. EL PRIMERO

1969년 시계업계 최초의 자동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컬럼휠, 볼 베어링에서 회전하는 
풀 로터를 장착한 무브먼트는 5Hz, 1초에 10
회, 1시간당 36,000회의 고진동이 가능해 보
다 정확하다. 그랜드 데이트, 캘린더, 플라이
백, 라트라팡테, 뚜르비용까지 여러 기능을 
추가하며 지난 46년간 대표적인 무브먼트로 
자리 잡았고 제니스뿐만 아니라 LVMH 그룹 
내 다른 브랜드에도 공급하고 있다.

6. OPENWORK

다이얼 면 일부를 뚫어 무브먼트가 보이도록 
만든 오픈 시리즈는 2000년대 초반 한정판
으로 시작, 2003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
작했는데 엘프리메로와 스타 등의 컬렉션에
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스타일이 됐다.

4. NEW EL PRIMERO

1969년 오리지널 엘프리메로를 그대로 복
원한 엘프리메로 오리지널 1969는 플래스틱 
글래스 대신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로 
바꿨다. 그 외에 새로운 엘프리메로 시리즈
는 케이스 크기를 38mm에서 42mm로 키
우고, 크로노그래프 초침의 균형추에 별 모
양의 오픈워크 스타를 넣거나 작은 창을 클
래식한 단색으로 바꾸는 등 기술, 성능, 디자
인을 개선했다.

4

STORIES OF ZENITH
창립자부터 무브먼트까지 제니스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요소와 그에 관한 이야기

2,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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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SILICON

2010년부터 시간을 배분하는 장치 중 이스
케이프 휠과 팔레트 포크를 실리콘 소재로 교
체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금속에 비해 실리콘 
소재는 온도 변화나 마찰의 영향을 적게 받으
며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다. 보라색과 파란
색을 띄어 오픈워크 다이얼의 경우 심미적으
로도 아름답다.

9. FELIX BAUMGARTNER

제니스의 홍보대사인 펠릭스 바움가트너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스카이다이버. 2012년 
10월 14일 일요일, 그는 대기권을 벗어난 해
발 39km 높이의 성층권에서 자유낙하에 성
공한 최초의 사람으로 등극했다. 고압과 영하 
70도에 달하는 극한을 견딘 그의 손목에는 
엘프리메로 스트라토스 플라이백 스트라이
킹 텐이 얹혀 있었고 역사상 최초로 초음속을 
돌파한 시계가 됐다. 

10. SPECIAL EDITION

롤링 스톤즈에게 헌사한 시계처럼 엘프리메
로, 아카데미, 파일럿 컬렉션 등에는 색다른 
한정판이 있다. 특히 회중 시계에서 사용한 
지름 50mm 크기의 전설적인 칼리버 5011
를 탑재한 파일럿 한정판은 제니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계다. 케이스 지름이 
60mm에 달하는 파일럿 타입 20은 스켈레
톤, 운석 다이얼 등 여러 버전으로 선보인다.

8. THE “GRAVITY CONTROL” MODULE

시간 배분 장치인 밸런스 스프링은 위치에 따
라 움직임이 달라진다. 바로 중력의 영향으
로 이를 상쇄시키는 장치가 뚜르비용이다. 제
니스는 뚜르비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를 극
복했다. 바로 자이로스코픽 원리를 적용한 
360  ̊구형에 설치해 어떤 위치라도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했다. 5년간의 개
발, 175개 부품으로 조립한 무브먼트는 마치 
소행성처럼 신비롭게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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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S GUIDE
시계의 크기, 소재, 동력 충전 시간, 한정생산 수량 등은 아래의 아이콘을 기준으로 표시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SS

티타늄 TI

방수 깊이30m자동 

파워리저브50
시간

18K 로즈골드 RG
18K

40 지름(mm) 

37
37 가로 × 세로(mm) BR 브론즈 한정생산 수량 1000

한정



엘프리메로 36,000VPH 클래식 카

SS  42   50
시간  100m

품번 03.2046.400/25.C771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400B
기능 시, 분, 초, 날짜, 크로노그래프

SS  42   50
시간  100m

품번 03.2040.4061/51.C700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4061
기능 시, 분, 초, 크로노그래프

RG
18K  SS  45   50

시간  50m

품번 51.2160.4047/01.C713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4047
기능 시, 분, 초, 날짜, 

문&선페이즈, 크로노그래프

엘프리메로 크로노마스터 그랜드 데이트

엘프리메로 크로노마스터 1969

엘프리메로 크로노마스터 그랜드 데이트

SS  45   50
시간  50m

품번 03.2160.4047/01.C713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4047
기능 시, 분, 초, 날짜, 

문&선페이즈, 크로노그래프

제니스의 상징과도 같은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캘린더 · 파워리저브 · 뚜르비용까지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시계들로 구성됐다.

E L  P R I M E R O

OPENWORK
삼색 크로노그래프 창에서 9시 방향을 
뚫어 놓아 초침과 함께 이스케이프먼트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HANDS & MARKERS
핸즈와 아워마크는 로듐 코팅, 어두운 곳
에서도 발광하는 수퍼루비노바 
SLN C1 도료를 입혔다.

SILICON
엘프리메로 400B와 달리
이스케이프먼트 휠과 레버를 
실리콘 소재로 제작.

DOMED CRYSTAL
양면 항반사 처리를 한 돔형 크리스털을 
얹었다.

엘프리메로 크로노마스터
1969

SS  42   50
시간  100m

품번 03.2040.4061/69.C496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4061
기능 시, 분, 초, 크로노그래프

STRAP
삼중 접이식 버클을 장착한 검정 앨리게
이터 가죽 스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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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ING STONES
1962년 영국 런던에서 믹 재거, 브라이언 존스, 
이안 스튜어트, 기스 리차드, 빌 와이만, 찰리 와트 
등이 결성,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전설적인 
록밴드. 1971년 존 파쉬가 디자인하고 크래그 
브라운이 도안화 해 소개한 혓바닥을 내민 
입술 로고가 상징적이다. 

THE FIRST EDITION
2014년 처음으로 소개한 롤링 스톤즈 
한정판이다. 엘프리메로 크로노마스터 
1969와 동일하나 6시 방향과 케이스백에
롤링 스톤즈 로고를 넣었다. 골드와 스틸 
케이스로 각각 250개 한정 생산했다.

THE SECOND EDITION
견고한 검은색 DLC 코팅으로 마감한 
티타늄 케이스로 제작. 케이스백 회전추 
위에 별 대신 롤링 스톤즈 로고를 넣었고 
1,000개 한정 생산했다.

STRAP
소가죽 위에 롤링 스톤즈와 그들의 고향, 
영국을 상징하는 국기, 유니온 잭과 
롤링 스톤즈 로고 인장을 찍었다.

HANDS
기존 모델과 달리 핸즈를
기타를 상징하는 형태로
변형했다.

엘프리메로 크로노마스터 
1969 롤링스톤즈 한정판

TI  45   50
시간  100m  1000

한정

품번 96.2260.4061/21.R575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4061
기능 시, 분, 초, 크로노그래프

엘프리메로 시놉시스

SS  40   50
시간  100m

품번 03.2170.4613/02.C713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4613
기능 시, 분, 초

SS  42   50
시간  100m

품번 03.2040.4061/52.C700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4061
기능 시, 분, 초, 날짜, 크로노그래프

SS  42   50
시간  100m

품번 03.2080.4021/21.C496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4021
기능 시, 분, 초, 날짜, 크로노그래프, 

파워리저브 인디케이터

RG
18K  42   50

시간  100m

품번 18.2080.4021/01.C494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4021
기능 시, 분, 초, 크로노그래프, 

파워리저브 인디케이터

엘프리메로 파워 리저브

엘프리메로 크로노마스터 1969 블루 다이얼

엘프리메로 크로노마스터 파워리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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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크로노그래프 클래식

RG
18K  42   50

시간  50m

품번 18.2270.4069/01.C498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4069
기능 시, 분, 초, 크로노그래프

SS  33   50
시간  30m

품번 03.2310.692/02.M2310
무브먼트 엘리트 692
기능 시, 분, 초, 날짜, 문페이즈

엘리트 울트라 씬 레이디 문페이즈 엘리트 울트라 씬

RG
18K  40   50

시간  50m

품번 18.2010.681/11.C498
무브먼트 엘리트 681
기능 시, 분, 초

엘리트 문페이즈

SS  40   50
시간  50m

품번 03.2143.691/01.C498
무브먼트 엘리트 691
기능 시, 분, 초, 날짜, 문페이즈

NEW ELITE
기존 무브먼트에서 기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엘리트 6150 무브먼트 탑재. 
배럴을 2개 탑재해 100시간의 동력 
축적이 가능하다.

ULTRA-THIN
무브먼트 두께 3.92mm, 케이스 두께 
9.45mm로 얇아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

ENGRAVED INDEX
은색 다이얼 위에 긴 직사각형의 
인덱스는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음각으로
파낸 형태로 로듐 코팅을 더해 반짝인다.

DOMED CRYSTAL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양면 
항반사 처리를 해 눈부심을 줄였고 
돔 형태로 제작했다.

STRAP
검정 앨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에 
삼중 접이식 버클을 장착했다.

E L I T E

엘리트 6150

SS  42   100시간  50m

품번 03.2270.6150/01.C493
무브먼트 엘리트 6150
기능 시, 분, 초

1994년 출시 후 발전해 온 엘리트 무브먼트를 탑재한 컬렉션. 클래식한 스타일과 여성 시계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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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 파일럿 카페 레이서

SS  45   50
시간  100m

품번 11.2430.4069/21.C773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4069
기능 시, 분, 초, 크로노그래프

파일럿 빅 데이트 스페셜

SS  42   50
시간  100m

품번 03.2410.4010/21.M2410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4010
기능 시, 분, 초, 날짜, 

크로노그래프

1930년대 항공기 탑재 및 조종사를 위한 시계를 제작, 군대에서 생존 도구로 사용됐다. 당시 시계를 재현한 컬렉션이다. 

PILOT
항공 시계임을 뜻하는 ‘PILOT’이란 
단어가 다이얼 위에 표기되어 있다. 이는
상표 등록을 한 제니스만 사용할 수 있다.

DUAL TIME
24시간계로 표시하는 
GMT 시침. 10시 방향에 
있는 버튼으로 조정한다.

ELITE
26개 스톤, 186개 부품, 시간당 
28,800번 진동, 지름 25.60mm, 
두께 3.94mm의 얇은 엘리트 
693 자동 무브먼트를 탑재.

BIG CROWN
비행사가 장갑을 낀 채로 조작할 수 있게
양파 모양의 커다란 용두는 스크류드인
방식으로 100m 방수 가능.

ENGRAVING
케이스백에는 1909년 영국 해협을 비행
기로 횡단하는 데 성공한 루이 블레리오
가 탔던 옛 비행기 모습과 제니스 플라잉 
인스트루먼트 로고를 각인했다. 

STRAP
핀 버클로 바늘땀을 그대로 살린 
갈색 송아지 가죽으로 안감은 
고무 소재를 덧댔다.

ARABIC NUMERALS 
무광 검정 다이얼 위 인덱스는
1940~1950년대 사용한 아라비아 숫자 
형태를 그대로 재현.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도록 수퍼루미노바 SLN C1 
도료를 입혔다.

P I L O T

파일럿 타입 20 GMT

SS  48   50
시간  100m

품번 03.2430.693/21.C723
무브먼트 엘리트 693
기능 시, 분, 초, GMT

BR  45   50
시간  100m

품번 29.2430.679/21.C753
무브먼트 엘리트 679
기능 시, 분, 초

파일럿 타입 20 애뉴얼 캘린더

SS  48   50
시간  100m

품번 03.2430.4054/21.C721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4054
기능 시, 분, 초, 월, 요일, 날짜, 

크로노그래프

파일럿 타입 20 엑스트라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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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33MM

SS  33
33   50

시간  30m

품번 03.1970.681/01.C733
무브먼트 엘리트 681
기능 시, 분, 초

스타 33MM

RG
18K  33

33   50
시간  30m

품번 18.1970.681/01.C725
무브먼트 엘리트 681
기능 시, 분, 초

엘프리메로부터 엘리트까지 제니스의 대표적인 기계식 무브먼트를 탑재한 여성들을 위한 스타 컬렉션. 

스타 오픈

RG
18K  37

37   50
시간  30m

품번 22.1925.4062/80.C725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4062
기능 시, 분, 초, 크로노그래프

CUSHION
정사각형을 둥글린 쿠션 형태 케이스가 
특징. 베젤 부문에 0.27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OPENWORK
9시 방향 다이얼을 하트 형태로
뚫어 마치 심장 박동처럼 부품이 
움직이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빨간 하트 모양도 넣었다.

ROMAN INDEX
흰 자개 위 클래식한 파란색 
로마자 인덱스가 다이얼 
1/3을 차지하고 있다.

STRAP
고무 소재를 안감으로 덧댄 갈색 
앨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으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삼중 접이식 버클을 
장착했다.

CABOCHON
태엽 감기에 편하게 요철을 넣은 용두 
끝에 아름다운 여성 시계에 걸맞은 둥근
카보숑 컷 사파이어를 세팅했다.

CHRONOGRAPH
31개 스톤, 253개 부품으로 조립, 1분당
36,000회 움직이는 고진동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4062를 탑재. 3시
방향에 크로노그래프 30분 카운터를 뒀고
중앙 크로노그래프 초침으로 시간의 
간극을 측정할 수 있다. 

스타 문페이즈

RG
18K  37

37   50
시간  30m

품번 22.1925.692/01.C725
무브먼트 엘리트 692
기능 시, 분, 초, 문페이즈

스타 문페이즈

SS  37
37   50

시간  30m

품번 16.1925.692/01.C725
무브먼트 엘리트 692
기능 시, 분, 초, 문페이즈

S T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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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332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6021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 051-745-1346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02-2118-6225
롯데백화점 월드타워점 02-3213-2238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111
롯데백화점 부산 서면점 051-81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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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PRIMERO
I Chronomaster 1969

L E G E N D S  A R E  F O R E V E R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733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83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1169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246
AK플라자 분당점 031-8023-2191


